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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§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(환경이나 배경)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? 

11/15/2015 주간

 § 허락하신 새 땅에(382장) §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(489장) §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

❏ 본 문/ 여호수아 14:6-15

❏ 제 목/ 창립 40 주년 기념 부흥회 “영웅과 기념비”

❏ 서 론

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, 그들에게 남은 땅은 매우 많았다. 땅이 남았다는 것은 아직 

분배되지 않은 땅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. 영웅과 제단이 필요한 시대이다. 

❏ 본 론

요단 동편 지파들

기업(수 13:8-33): 약속의 땅 지도를 바꾸었다. 대가를 치르고 새로운 땅을 얻었다.

르우벤, 갓,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요청(민 32장). 모세가 허락했다. 

제단/기념비(수 22장): 증거의 제단, 엣 제단. 

갈렙: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

갈렙은 영웅이었으며, 그 존재 자체가 기념비와 같은 사람이었다.

85세의 나이에도 충성과 열정,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 사람이었다.  

헤브론(수 14:6-15). 아낙 자손에 대한 수치심이 있는 땅이다.

세겜의 기념비

수 23-24장.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진정함으로 살아가라.

 

예수마을 공동체 나눔지 

nnn 마을원 환영_ 아이스 브레이킹 (10 분)

nnn 찬양과 경배(10 분)

nnn 교제를 통한 삶의 나눔_말씀(30~40 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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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※ 건강한 예수마을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. 

  ◾ 교회의 부흥과 담임목사와 부사역자들, 직분자들을 위해

  ◾ 천그루 나무 심기 운동에 온 성도들이 동참하고 하나가 되기를 위하여

  ◾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는 선교사와 선교지를 위하여(주보 참조)

     -캐나다 큰빛 교회 임현수 목사님 북한에 억류중인데 속히 풀려 날 수 있도록

  ◾ 교회 사역을 위하여

     *예마공 박람회와 모든 예수마을 공동체를 위하여

     *추수감사연합예배 및 침례식을 위하여(11/22, 주일)

장로들

수 23:5.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. 

수 23:6. 율법을 순종하라.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다. 

수 23:10. 스스로 조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. 하나님이 쫒아 내시지 않을 것이다. 

백성들

수 24:14-15.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.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.

수 24:19-21. 질투하시는 하나님

수 24:22-24. 스스로 증인이 된 백성들. 세겜. 증인의 기념비.

❏ 결 론

 나이가 들었다고, 할 수 없다고, 환경이나 형편을 탓하고 있지는 않은가? 우리를 통해 하나님 

나라가 세워져야 한다. 내일을 투자하고, 성실과 진정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한다. 이 시

대에도 영웅이 필요하며,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증거 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. 

❏ 적용과 나눔

 ◾ 오늘 본문의 요단 동편 사람들을 생각해 보자. 

    내일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있는가?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가? 

 ◾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지금 내가 준비하며,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여 보자.

 ◾ 우리는 다음 세대와 세상에 우리의 삶을 보여 주어야 한다. 어떻게 세겜의 기념비가 되어

    증거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며, 삶 속에서 실천하여 보자

nnn 기도와 돌봄으로 섬김(15 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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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*자녀양육세미나를 위하여(11/22, 주일), 남성분들도 참석 가능. 강사와 세미나를 위해

     -마더와이즈 저자 “데니스 글렌”. 오후 2-5시. 안디옥 성전

    *추수감사찬양예배를 위하여(11/25,수)

    *주차장에서 불미스러운(차량 유리 파손, 물건 도난 등) 일이 생기지 않도록

  ◾ 성도의 건강과 회복,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(주보 참조)

  ◾ 시니어공동체와 파병 중에 있는 형제들을 위하여

 ◾ 주중에 전화나 메일로 마을 식구들의 기도제목을 받아서 나누어 준다(청지기 또는 담당자)

 ◾ 교회 사역 및 전달 사항 광고/안내 (주보 참조)

 ◾ 후원하는 선교지(국내/국외) 사역 보고 및 기도제목 나눔

 ◾ 전도 대상자 나눔    ◾ 마을식구 애경사 안내    ◾ 마을사역 안내(ex: 특송, 주방 봉사 등)

nnn 사역 참여(10 분)


